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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존경하는 대한산부인과학회 회원 여러분.
COVID-19 대유행이 온 세상을 엄습했던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 하셨던 회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두가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던
대유행의 초기에 냉철한 판단력으로 불철주야 진료에 매진하며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던 대구
경북 지역의 회원들께 특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COVID-19 대유행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예방 백신과 치료제의 등장으로 희망이
보이는 2021년 신축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생활 방역을 강화하며 금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학회의 모든
활동은 상당 기간을 비대면 위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 해 저는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고 학술대회 프로그램의 변화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COVID-19
대유행은 연수강좌와 학술대회의 파행적 운영을 가져오게 만들었는데, 저는 그 약속을 금년으로 다시 가져오려고 합니다.
특히,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것은 학회 활동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므로 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은 e-learning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작년부터
꾸준히 계속해 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그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단
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하므로 향후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저출산에 따른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저출산
문제는 COVID-19 대유행에 묻혀 사회적 관심을 가져오는데 실패했고, 정부가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명목으로
제시한 공공의대 설립 등과 같은 정책은 의료계의 파업과 의과대학생의 휴업 및 국시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면서 산부인과를 전공하려는 의사의 수는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취약지역은 더 확대될 수 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있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운영은 지금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학회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부인과 의료수가 개선과 의료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또한
의료취약지역 내의 의료기관에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공급 부족 지역에 이미 있는 산부인과 병, 의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학회 회원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된 지금, 아직 우리는 COVID-19 대유행의 끝을 분명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학회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희망에 가득 찬 청사진을 과감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일을 계획하고, 미루기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인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귀를 열고 의견을
청취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금년에도 불확실성이 우리의 갈 길을 어렵게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인식하고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조급해 하지 않고 모두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시기를 훌륭하게 극복해 나가는 대한산부인과학회 회원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이 필 량

학회소식
제63차 산부인과 전공의 연수강좌 성료 (2021.1.10)
1월 10일(일), 제63차 산부인과 전공의 연수강좌가 The-K 호텔서울 가야금홀에서 개최되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필량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본 학회 학술위원장인 서울의대 박중신 교수의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졌다. 이번 연수강좌는 OB USG I, OB
USG II, OB USG III, GY USG, GY Imaging, Pathology, 동영상 강의로 세션을 구성하여 전공의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대한산부인과학회 회관 회의실 명(名) 공모
본 학회는 COVID-19으로 인해 학회활동이 축소되고 행사가 제한됨을 막고자 학회 회관 2층에 최대 75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Conference Room을 추가로 마련하여 회의 및 행사/외부대관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회원 공모를 통해 회의실 명을 접수받았다.
접수자 중 1등~3등을 채택하여 소정의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1등(백화점상품권 30만원): 채희동
• 2등(백화점상품권 20만원): 왕중서
• 3등(백화점상품권 10만원): 윤주희

부인과학 제6판 및 산부인과학 용어집 개정발간
부인과학 제6판 및 산부인과학 용어집이 개정 발간되었다. 2015년에 부인과학 제5판이 발간되었는데 부인과학의 발전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최신 지식의 정리가 요구되어, 부인과학 교과서 편집간행위원회(위원장: 류기성)에서 2021년 1월 제6판을
발간하였다. 또한 산부인과학 용어집도 개정발간 하였는데 2005년 첫발간 이후 15년만에 개정되었다. 산부인과 의학용어
편찬TFT(위원장: 김 탁)에서 맡아 진행하였으며, 산과학 및 부인과학,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집 등을 반영하여 의학용어가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의학용어집 구매는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를 받아 2월중 개별발송 예정이며, 신청을 놓친
회원은 학회 사무국으로 직접 신청바란다.

낙태법 개정 관련 산부인과단체 기자회견 (2020.10.19)
본 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지난 10월 19일(월)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신 14주 이내에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한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였다.
또한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의 허용을 반대하고, 여성의 안전성을 우선하는 약물 낙태의 도입 등을
주장하였다.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OGS) 증례보고 투고 중지 및 전자발행 안내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이하 OGS)는 PubMed를 비롯하여 Scopus에 등재되었으며, 향후 SCI(E) 등재를 목표로
Impact Factor를 향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OGS의 질적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발행 논문
중 종설 및 원저 비율을 높이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2021년 1월 1일부터는 OGS에 증례보고(Case Report)의 투고가 불가하며,
2020년까지 투고완료된 case report에 한하여 심사 및 발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쇄본(pISSN: 2287-8572)과 전자본
(eISSN: 2287-8580) 두 형태로 발행해왔던 OGS를 학술지 발간의 효율성과 논문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1년 1월호
(Vol. 64, No. 1)부터 전자본 형태로만 발행한다. 전자본은 학술지 누리집(https://www.ogscience.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공의 수련 이러닝(E-learning) 시스템 구축
수련위원회 산하 수련제도발전TFT에서는 역량 중심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관련하여 분과별 지식 및 술기 분류 개편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개편된 수련교과과정의
습득 및 평가 방법으로 이러닝(E-learning)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에 있다. 현재 분과별 술기
영상 제작 및 감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김종혁 회장은 지난 11월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를 대표하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본 학회에 뜻을 같이하며 본 사업에 2천만원의 지원금을 쾌척하였다.

제106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및 The 25th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개최 (2020.9.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기존 양일에 걸쳐 개최해왔던 학술대회를 9월
27일(일) 하루 일정으로 축소하여, Virtual Congress로 개최하였다. 금번 학술대회는 총 3개의 채널로 동시 진행하였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상 수상자들의 주요 연구 결과 발표를 비롯하여 KSOG position statement를 통해 임신 중 Tdap 백신
접종과 부인암 환자에서 patient blood management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초청
강연에서는 온라인으로나마 해외 유수의 석학을 초빙하여 산부인과 각 분야의 최신 지견을 나누었고, 특히 COVID-19 pandemic
상황에서의 산부인과적 진료와 관련한 강의를 통해 새로운 이슈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오후에 이어서 개최된 The 25th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에서도 국내·외 석학들의 흥미롭고 유익한 강의들로 풍성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두 개의 파트를 하나의 세션으로 구성
하여 Gynecologic Oncology와 General Gynecology,
Maternal-Fetal Medicine과 Reproductive Endocrinology를
일본, 대만, 한국의 연자들이 참석자들과 함께 최신 지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금년에는 학술대회 전일인 9월 26일(토)에 제74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별개로 개회하였으며, 각 지역의 대의원이 온라인
화상회의(Zoom)로 참여한 가운데 사업보고와 위원회 활동
보고, 임원진의 퇴임식 및 취임식이 진행되었다. 회장에 김용봉
명예교수(한림의대), 부회장에 박용범 원장(gn산부인과),
신봉식 원장(린여성병원)이 취임하였으며 차기 회장으로 박형무
명예교수(중앙의대)가 선출되었다.

학술대회의 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106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시상내역
※ 학술상
분야

수상자(소속)

모 체 태 아 의 학

오경준(서울의대)

부 인 종 양 학

백이선(성균관의대)

생 식 내 분 비 학

최영식(연세의대)

일 반 부 인 과 학

이택상(서울의대)

※ 최우수 구연상
분야

수상자(소속)

모 체 태 아 의 학

박선화(이화의대)

논문제목

Prediction of preterm birth using bacteria risk score

부 인 종 양 학

박수진(서울의대)

Occupational Safety of Doxorubicin, Cisplatin, Paclitaxel and CremophorfreePolymeric Micelle Formulated Paclitaxel (Genexol PM) during Rotational
IntraperitonealPressurized Aerosol Chemotherapy

생 식 내 분 비 학

김현균(고려의대)

Association of abdominal body composition and menopausal symptoms: hot flush

일 반 부 인 과 학

김희연(연세의대)

Development of a novel biomarker for ovarian tumors

※ 최우수 포스터상
분야

수상자(소속)

논문제목

모 체 태 아 의 학

황인선(가톨릭의대)

Impact of progesterone on mechanism of preterm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부 인 종 양 학

주희련(가톨릭의대)

New screening method for cervical dysplasia using electrical impedancespectrum:
Main research article

생 식 내 분 비 학

김수진(동아의대)

Triphenyl Phosphate Activates ER/NF-kB/Cyclin D1 Signaling Pathway toStimulate Cell
Cycle Progression of Human Endometrial Cancer Cells

일 반 부 인 과 학

함수지(중앙의대)

Preventive effect of Lumbrokinase on post-surgical intra-abdominal adhesion

※ OGS 최우수 논문상
분야

수상자(소속)

논문제목

모 체 태 아 의 학

김혜인(연세의대)

Cesarean section does not increase the prevalence of allergic disease within 3 years
of age in the offspring

생 식 내 분 비 학

홍연희(서울의대)

A survey on the awareness and knowledge about elective oocyte cryopreservation
among unmarried women of reproductive age visiting a private fertility center

일 반 부 인 과 학

박유란(울산의대)

Endometrial thickness cut-off value by transvaginal ultrasonography for screening of
endometrial pathology in premenopausal and postmenopausal women

※ OGS Best Associate Editor 상
분야

수상자(소속)

모 체 태 아 의 학

호정규(한양의대)

부 인 종 양 학

이근호(가톨릭의대)

생 식 내 분 비 학

조현희(가톨릭의대)

일 반 부 인 과 학

김지원(차의과학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 대한산부인과학회 & 조선일보 학술심포지엄 (2020.9.11 )
지난 9월 11일(금) 저출산 극복 및 워라밸(work-life balance) 강화를 위한 전 국민 공감 프로젝트 ’2020 아이가 행복입니다’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자녀 계획 중인 부모들을 위한 다양하고 강의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태아기형과 임신 전
준비, 대기오염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 난임의 예방 및 치료 방법, 분만 인프라 개선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 응답을 통하여 실질적인 조언과 당부를 전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회원안내
<2021년도 대한산부인과학회 연회비 납부 안내>
회원님들께서 본 학회에 납부하신 연회비는 건강보험수가산정, 의료분쟁조정법, DRG, 초음파수가화 대책 등을 포함한 산부인과
정책 사업, 의료사고 심의, 학회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등 회원 여러분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납부하신 연회비가 학회 발전에 원동력이 되어 더욱 성장 발전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대상: 대한산부인과학회 정회원 및 준회원
* 면제: 2021년 1월 기준 만65세 이상 회원(1956년 출생 회원부터), 명예회장 및 명예이사장
2. 금액: 정회원 60,000원 / 2년차~4년차 40,000원 / 1년차 50,000원(입회비 1만원 포함)
※ 2021년

전문의 취득자는 입회시 ‘10년 회비 50만원+입회비 50만원=100만원’을 납부해야하며 전문의를 취득한 후 10년 후부터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하게 됨

3. 납부 마감일: 2021년 4월 30일(금)
4. 납입 방법
1)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 하나은행 101-910004-66804 (예금주: 대한산부인과학회)
2) 신용카드: 홈페이지 개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결제 (카드 종류에 따라 법인카드 결제 불가)
3) 지로: 개원의 회원님들께만 해당
※ 연회비 미납 시 연수강좌/학술대회 등 학회 참여 및 해외학술대회 참가 신청 등이 불가하오니 마감일까지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태법 폐지에 대한 대회원 공지문>
본 학회는 낙태법 폐지에 따른 법령 미개정 상황에서 ‘선별적 낙태 거부’라는 학회의 입장을 마련하여 회원에 안내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1. 아무

조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낙태는 임신 10주+0주(70일: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기준) 미만에만 시행합니다.
2. 태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임신 10+0주부터 22+0주 미만에는 낙태되는 주수의 태아의
발달 정도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의사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여성이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려기간을 갖도록 한 후에 낙태를 시행합니다.
3. 태아가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의사가 낙태를 하여 태어난 아기를 죽게 하면 현행법과 판례상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임신 22+0주부터는 낙태의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임신 22+0주 이후에 의학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태가 아닌 조산으로 간주하여 임신부와 태아에 대하여 그에 적합한 의학적 처치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법령 미개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을 공유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현행 모자보건법령상 허용범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되, 추후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 예정
* 임신

24주 이내 ①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성 질환, ②본인이나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 ③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④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⑤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경우 등
- 상기

범위 외 인공임신중절수술(분류번호 자-445)에 대해서는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 비급여
대상임
* 적용시점 : 21.1.1.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행사소식
제64차 산부인과 연수강좌 및 발전모임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

일시: 2021년 5월 21일(금)-22(토)
장소: 창원컨벤션센터(CECO)

1차: 2021년 1월 28일(목) 오후 1시 / 삼육대학교, 삼육중고등학교
2차: 2021년 2월 5일(금) 오전 10시 / 더케이호텔 본관 2층 가야금홀

회의개최
제1차 낙태법특별위원회

제2차 보조생식술위원회

일시: 2020.10.07(수)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낙태법 관련 세부사항 논의

일시: 2020.11.24(화)
장소: 학회 사무국 및 온라인 화상회의(zoom)
안건: 비혼자의

보조생식술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이에
수반한 정자, 난자은행 활성화에 대한 논의

제10차 심사위원회
일시: 2020.10.12(월)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의료사안 검토
제2차 의료전달체계적정화추진TFT
일시: 2020.10.19(월)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의료전달체계 의료 중증도 재분류 논의
제1차 관리위원회
일시: 2020.10.21(수)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분과전문의 제도 신청 관련 논의
제8차 학술TFT
일시: 2020.10.26(월)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제63차 산부인과 전공의 연수강좌 프로그램 구성
제7차 편집위원회
일시: 2020.11.02(월)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OGS

11월호 목차 확정 및 전자 출판(Electronic only)
변경 논의 외
제11차 심사위원회
일시: 2020.11.09(월)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의료사안 검토
제2차 관리위원회
일시: 2020.11.11(수)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분과전문의제도 규정 검토
제1차 산부인과학지침과개요편찬위원회
일시: 2020.11.17(화)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상견례

및 향후 일정 소개, 집필기간, 집필방법에 대한
논의

제2차 산부인과학지침과개요편찬위원회
일시: 2020.12.15(화)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안건: 저자배정 및 챕터조정에 대한 논의
제2차 낙태법특별위원회
일시: 2020.12.24(목)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안건: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관련 향후 대응책 논의
제8차 편집위원회
일시: 2021.01.04(월)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안건: OGS

1월호 목차 확정 및 MEDLINE 등재 신청 결과
분석 외
제2차 고시위원회
일시: 2021.01.05(화)
장소: 학회 사무국 및 온라인 화상회의(zoom)
안건: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적격여부 검토
제12차 심사위원회
일시: 2021.01.11(월)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의료사안 검토
제2차 유방진료위원회
일시: 2021.01.15(금)
장소: 수서역 회의실 및 온라인 화상회의(zoom)
안건: 제14회

산부인과 의사를 위한 유방 및 갑상선 질환
워크숍 프로그램 기획

